
한양대학교 2019학년도 신입학전형 수시 모의논술고사

자 연 계   출제 의도 및 평가 지침 1 번

1. 출제 의도 및 문제 해설
고등학교 수학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교과서를 중심으로 출제하였으며, 정상적인 수학교과를 이
수한 수험생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1번에서는 함수의 미분과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 함수
가 일대일 함수임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으며, 2,3번에서는 삼각함수의 대칭성, 덧셈정리, 합성, 그리고 
유리함수의 분해 등 다양한 수학적 성질을 활용하여 치환적분을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2번 문제가 3번을 
해결하는 방향키 역할을 하는데, 정적분의 기본성질과 삼각함수의 대칭성을 파악해서 추론할 수 있는지가 중
요한 포인트가 된다.    

2. 종합 평가 기준

문항 배점 세부 평가 기준 세부 배점

1 30  미분을 이용하여 함수 가 일대일 함수임을 잘 보였는가? 30

2 30    로 치환하여 올바른 결과를 얻었는가? 30

3
20

   


로 치환하여 적분하여

  




sin  








sincos


임을 보였는가?

20

20 삼각함수의 합성 및 부분 분수화를 통해 적분을 잘 구했는가? 20

3. 출제 근거
함수의 그래프 - 고등학교미적분 II (교학사, 2016년), p133~142
삼각함수의 합성 – 고등학교미적분 II (교학사, 2016년), p88
부정적분의 치환적분법- 고등학교미적분 II (교학사, 2016년), p164~168



한양대학교 2019학년도 신입학전형 수시 모의논술고사

자 연 계   출제 의도 및 평가 지침 2 번

1. 출제 의도 및 문제 해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은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범
위에서 출제하였다. 특히,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학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논리적
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출제를 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절
실히 요구되는 수학적 사고력, 추론 능력을 키우기 위한 수학의 기본 개념과 중요한 정리들의 의미를 이
해하고 있는지 측정하고자 하였다.  
자연계 2번 문제는 확률과 통계에서 핵심적인 내용인 이항정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제이다. 문항 1은 주어진 다항식의 계수를 찾기 위하여 다른 형태의 두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하
고 이항정리를 이용하여 주어진 다항식의 계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문항 2와 3은 제시문에서 주어진 다
항식들의 관계를 이용하여 주어진 값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이다. 
문항 1은 이항정리를 통하여 다항식의 계수를 찾는 문제인 반면에, 문항 2와 3은 다항식의 미분과 이를 
통해 얻어진 다항식의 계수들을 비교하여 문항의 답을 찾는 복합적인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수학교과과정의 기본적인 내용인 미분과 이항정리를 올바로 이해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문
제이다. 

2. 종합 평가 기준

문항 배점 세부 평가 기준 세부 배점

1 20
다항식 를 의 곱으로 나누었는가? 5
의 값을 이항정리를 이용하여 구했는가? 15

2 40
다항식 와 의 관계를 이용하여     를 구했는가? 20
다항식 의 미분을 통해     을 구하고, 문제의 
값을 구했는가? 20

3 40
다항식 와 의 관계를 이용하여     를 구했는가? 20
다항식 의 미분을 통해     을 구하고, 문제의 
값을 구했는가? 20

3. 출제 근거

교과서 확률과 통계 (천재교육, 이준열외 9인)

- 이항정리 p. 68 - 78


